개교 70주년 기념식 식사
존경하는 강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강원대학교 15만 동문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강원대학교 70주년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47년 6월 14일 춘천농과대학으로 시작한 이래 수많은 날들을 쌓아서 드디어
오늘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함인섭 초대 학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들, 선배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실사구시의 요람
강원대학교의 터전을 닦아왔습니다. 그 역사의 토대가 있기에 오늘의
강원대학교가 있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개교 이래 발전과 성장기를 거쳐 1978년 종합대학으로 발돋움을
하였고, 이후 명실상부한 명문 종합대학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고난이 늘 우리의 장애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투지를 타오르게 하고 구성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부임한 이래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동문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고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강원대학교의
모든 캠퍼스가 자신만의 특색을 갖춘 특성화 캠퍼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캠퍼스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구심점으로,
삼척캠퍼스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학연계와 지역 재생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30>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통일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15만 동문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옛날의 지식을 배우는 것은 계승해야 할 것과
개혁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옛글에, ‘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된다’[學如逆水行舟, 不進則退]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 조금씩 위로 올라가지만,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아래로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부단히 찾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 학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70년의 위대한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내실을
다지고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으면서도 내실이 탄탄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와 결별함으로써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의 이치라면, 우리의 미래 역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에
강원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강원대학교는 최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통합과 개혁의 기운이 나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빛나는 지성과 과감한 행동이 강원대학교에 넘쳐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동문가족, 내외귀빈 여러분.
학교의 교시인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하는 지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문은 그것을 배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강원대학교는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지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수많은 지성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학문과 삶의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강원대학교의 위대한 100년, 영광스러운 미래가 찬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